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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웹 3.0의 개념과 실체에 한 논의와 함께 도서  3.0의 개념과 실체에 한 논의도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학자들과 장 문가들에 의해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3.0을 바라보는 

다양한 논의들을 분석하고 도서  3.0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도서  3.0 서비스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도서  3.0 서비스의 키워드는 기계에 의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시맨틱 웹 기술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자도서 에 용되어 ‘진정한 지식 공유  업’이 

가능한 소셜시맨틱디지털도서 , 도서 의 자원이 Linked Data가 되어  세계의 도서 이 연결된 

구조의 링키드 도서 , 그리고 RFID  모바일기술이 용된 유비쿼터스  모바일 도서 이다.

ABSTRACT

Recently the concept of Library 3.0 and its substance have been discussed by scholars 

and specialists along with Web 3.0.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bates on Library 

3.0 and review the concept of Library 3.0.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library 3.0 

service model based on its analysis. The keywords of in the proposed Library 3.0 model 

in this study is the Social Semantic Digital Library(SSDL), the Linked Library, and the 

Mobile Library. First, the SSDL means a real knowledge sharing and cooperation by applying 

both semantic web technology that which can manage data by machine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into e-libraries. Second, the Linked Library indicates that library 

resources become linked data that link libraries in all over the world. Finally, the Mobile 

Library refers to ubiquitous library equipped with RFID and mobil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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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  2.0 시 에 들어서는가 싶더니 이제

는 도서  3.0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직 

명확한 정의가 서 있지 않지만, 도서  3.0은 소

셜시맨틱디지털도서 , 모바일 도서 , 링키드 

데이터  링키드 도서  등의 키워드로 설명

되고 있다. 

도서  1.0 시 에는 이용자가 정보를 일방

으로 받는 것이었고, 도서  2.0 시 에는 공

유, 참여, 개방의 랫폼을 기반으로 정보를 같

이 제작, 공유하는 것이었으며, 도서  3.0 시

에는 이런 정보를 개인별로 상황에 맞게 생성, 

가공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랫폼이 된다는 

것이다.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 인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지능형웹이라 하는 시맨

틱웹의 구 이 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  3.0으로의 발 과정은 웹 3.0으로의 

발 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웹 2.0의 블로그, 키, 매쉬

업, 폭소노미, 릭커 등의 키워드가 그 로 도

서  2.0 서비스로 발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웹 3.0의 개념이 도서 에 용될 경우 

도서  3.0 서비스로 발 할 것이다. 

즉, 웹 1.0의 개념은 도서  1.0, 웹 2.0의 개

념은 도서  2.0의 개념과 략 으로 일치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몇 년 부터 거론

되고 있는 웹 3.0의 개념을 살펴 으로써 도서

 3.0의 개념과 서비스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웹 4.0의 개념도 벌써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웹사이트는 물론 논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도서  4.0에 

한 논의가 시작될 것을 고하고 있으며, 이 시

에서 도서  3.0의 개념에 해 정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  3.0을 바라보는 

다양한 논의들을 분석하고 도서  3.0의 개념

을 정리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도서  3.0 

서비스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본 에서는 도서  3.0에 한 연구를 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논문과 

도서  3.0 서비스에 한 웹사이트 논의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 도서  3.0이란 이

것이다, 는 도서  3.0 서비스에는 어떤 서비

스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논의는 발견

하기 힘들었다. 다만 웹 3.0 시 의 도래로 도서

의 모습이 도서  2.0에 더해질 수 있는 서비

스에 해서 약간씩 언 되고 있었다. 따라서 

련 연구를 살펴 에 있어 웹 3.0 서비스를 주

로 살펴보되, 웹 3.0 서비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셜시맨틱의 개념이 담긴 소셜시맨틱디지털도

서 (SSDL: Social Semantic Digital Libray)

에 해서 언 한 논문을 주로 분석하기로 한다. 

Kruk, Decker와 Zieborak(2005)은 오 소

스 디지털도서 시스템인 JeromeDL을 SDL 

(semantic digital library)로 소개하면서, 디지

털도서 콘텐츠가 시맨틱웹으로부터 어떻게 

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한 시를 제시하고, 

라우징  탐색 특징을 규정하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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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서 자원과 이용자 로 일의 시맨틱 

기술이 어떻게 디지털도서 의 유용성을 향상

시키는지, 이러한 시맨틱 기술의 사용으로 디지

털도서 이 어떻게 이기종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Kruk은  다른 연구에서(Kruk et. al. 2007) 

SSDL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SSDL의 

실체에 해서 악하고자 하 다. 그는 연구에

서 시맨틱웹과 소셜네트워킹기술이 디지털도서

서비스의 개선에 어떤 도움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 다. 한 SSDL의 구조 제시를 통해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그려내

고자 하 다.

Guha(2006)는 ‘시맨틱’은 이용자가 찾고 있

는 정보의 문맥에 매우 의존 이라고 주장하면

서, 온톨로지 기반 문헌주석, 이용자 주석, 그리

고 도메인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정보 달을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는 스키마  온톨로

지 벨에서 시맨틱디지털도서 서비스를 수행

하 으나, 이후에는 서비스 벨에서의 상호운

용성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삼균, 원선민(2007)은 온톨로지 시스템으

로 구성되어 이용자 참여, 업을 극 지원하

는 디지털도서 을 SSDL로 정의하고, 이러한 

디지털도서 에 요구되는 핵심사항과 아키텍

처 모델을 제시하 다. SSDL의 핵심요구사항

을 기능  요구사항과 구조  요구사항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능  요구사항은 의

미기반 서비스 제공, 다양한 근  제공, 집단 

지  활동 지원, 정보자원의 효율  리로 제

시하 고, 구조  요구사항으로 모듈화, 의미기

반 네트워킹, 자원  작권 보호를 들고 있다. 

한 SSDL을 구 하기 해 보 / 장층, 

리층, 매개층, 표 층, 이용자 참여층 구성되는 

아키텍쳐 모델로 제시하 다. 

Alotaibi(2010)는 도서 의 발 단계를 분석

하면서 소셜시맨틱디지털도서 의 개념에 해

서 논하고 있으며, 이 도서 의 사회  측면과 

력  측면의 통합에 해 연구하고 있다. 

조명 (2010)는 문서 심의 웹에서 데이터 

심의 웹으로의 패러다임 환을 논하면서, 시

맨틱웹의 한 부분으로서의 Linked Data를 활

용함으로써  세계 으로 연결되는 도서  네

트워크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도서 에서의 시

맨틱 벨을 올리는 데 앞장선 FRBR  RDA

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용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DL은 도서 의 자

원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시맨틱 구조화되어 

상호운용성  지식공유도가 높아진 도서 이

고, SSDL은 SDL보다 이용자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맨틱 어노테이션  시맨틱 신디

이션과 같은 이용자참여를 통한 이용자  도서

간 상호연계  력  통합성이 강조되는 도

서 이라 할 수 있다. SDL과 련된 연구들 

에는 다양한 지식조직시스템을 의미 으로 상

호연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Kruk, Decker, 

and Zieborak. 2005; Kruk, Zimmermann, and 

Sapkota 2006; Kruk et. al. 2006). 한 SSDL

에서 논의되는 지식의 의미  연계에서 커뮤니

티와 사회 계의 역할은 폭소노미 련 연구

(Mika 2005)와 시맨틱 키피디아(Voss 2006)

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면 SSDL은 이용자 참여  유비쿼터

스, 링키드 웹 등의 웹 3.0의 개념이 용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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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SSDL이 곧 도서

 3.0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2 웹의 발전과 개념 변화

2.2.1 웹 1.0부터 웹 3.0까지의 개념정의

최근 몇 년 동안 화두가 되어 온 웹 2.0의 뒤

를 이어 웹 3.0, 웹 4.0 세상에 한 측이 이루

어지고 있는  시 에서 시맨틱웹이 웹 3.0 이

후에 주도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웹 3.0 시 에는 

고도화된 시맨틱웹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그 

선결 조건은 시맨틱 데이터와 추론을 포함한 시

맨틱웹 인 라 구축이 될 것이다. 모바일 단말

기를 비롯해 휴 용 기기의 보편  사용은 언제 

어디서나 웹에 속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결국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사람들의 요구를 좀 

더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웹 4.0 시 에는 

산발 으로 구축된 시맨틱웹서비스를 구동시

키는 에이 트들 간의 업이 본격 으로 이루

어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즉 웹 2.0에서는 인간

간의 업이었다면, 웹 4.0에서는 그 주체가 기

계가 되는 것이다. 

본 에서는 웹의 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

으로써 도서  1.0에서 3.0까지의 세 발 과

정을 분석하는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웹 1.0은 웹 2.0이 유행하기 의 월드 와이드 

웹 상태를 일컬으며,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있던 부분의 웹사이트가 이에 해

당한다. 2006년 11월, 테크넷 서 에서 넷 릭

스의 창립자이자 최고책임자인 리드 헤스 스

는 이 웹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하

다.1) “웹 1.0은 화 속, 평균 50K 정도의 

역이었으며, 웹 2.0은 평균 1 메가비트의 

역이며, 웹 3.0은 완 한 비디오 웹이 될만큼 속

도가 나오는 10 메가비트의 역이 될 것이다."

웹 2.0은 ‘O'Reilly Media'에서 2003년부터 사

용하기 시작하면서 화 되었다. 웹 2.0은 단

순한 웹사이트의 집합체를 웹 1.0으로 보고, 웹 

애 리 이션을 제공하는 하나의 완 한 랫

폼으로의 발 을 웹 2.0이라고 지칭한다.2) 데이

터의 소유자나 독 자 없이 구나 손쉽게 데이

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심의 인터넷 환경이다. 인터넷상

에서 정보를 모아 보여주기만 하는 웹 1.0에 비

해 웹 2.0은 사용자가 직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랫폼이 정보를 더 

쉽게 공유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블로그(Blog), 키피디아(Wikipedia), 

딜리셔스(del.icio.us) 등이 이에 속한다. 

웹 3.0이란 용어는 2006년 뉴욕타임즈의 John 

Markoff 기자가 처음 사용한 이후 논쟁의 심

에 서게 되었다. 웹 3.0은 월드 와이드 웹이 앞으

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서술할 때 쓰이는 용어

이다. 웹 3.0의 가장 특징 인 것은 시맨틱웹이

며, 웹 3.0의 구 은 시맨틱웹을 구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 된다. 웹 3.0에 한 것은 2.2.3에

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2.2.2 웹의 개념발  비교 

웹 1.0과 2.0과 3.0의 차이를 이해하기 해 

 1) <http://ko.wikipedia.org/wiki/%EC%9B%B9_1.0>.

 2) <http://ko.wikipedia.org/wiki/%EC%9B%B9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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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상호작용, 련기술, 정보권력 등을 포함

하여 10가지 측면을 비교하 다. 사실상 웹 3.0

의 격한 개념 변화로 구분기 을 통일할 경우 

인 비교가 힘들어 지는 측면이 있지만, 웹

의 세 발 을 논하는 여러 자료(박윤정 2009; 

김택천 2009b; Bratt 2009; 이 환 2010)를 참

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웹의 세 발  비교표를 

도출하 다(표 1 참조). <그림 1>은 웹의 등장

에서부터 웹 4.0까지의 발 과정과 련기술, 

련키워드를 사회  연결성과 정보의 연결성

을 두 축으로 하여 비교․분석한 것이다(Radar 

Networks 2007). 

구분 Web 1.0 Web 2.0 Web 3.0

시기 1990∼2000 2000∼2010 2010∼2020

상호작용 단방향, 일방 양방향, 개인화, 맞춤형

련기술 HTML, Active-x
XML, AJAX, Tagging, RSS, 

Open API, Mash-up 등

시맨틱기술, 인공지능, 상황인식, 

클라우드 컴퓨

키워드 발행 참여, 공유, 개방 시맨틱웹, 메타데이터, 온톨로지

콘텐츠구조 문서, 페이지, 디 토리 꼬리표달린 개체(Tagged Objects) 시맨틱웹 구조의 개체

정보제공 기업 심생산, 읽기, 축  심 개인참여, 재생산 웹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제공

정보소비 읽기 읽기, 쓰기 읽기, 쓰기, 실행하기

정보이용자 인간 인간 인간, 기계

정보권력 폐쇄 , 집 화 화, 집 화 분산화(필요한 정보만 선별)

응단말 PC PC, 모바일
PC, 모바일, iPad, 시계와 같은 

악세서리 등 다양

<표 1> 웹 1.0과 웹 2.0과 웹 3.0 

<그림 1> 웹의 세  발  추이, 웹 4.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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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주요 키워드를 통한 웹 3.0에 한 이해

웹 3.0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시맨틱 검색(se- 

mantic retrieval), 실시간 웹(realtime web),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 모바일 웹

(mobile web), 링키드 데이터(Linked Data) 

등이다. 이  핵심은 시맨틱웹으로 메타데이터

와 온톨로지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를 서로 연결

하여 컴퓨터도 컨텍스트(문맥)를 이해하게 됨

으로써, 검색어의 의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즉 웹 2.0 시 의 검색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웹 3.0의 발견(discovery)이 필요한 것

이다. 따라서 웹 2.0과 웹 3.0은 그 태생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다. 웹 2.0의 개방, 공유, 

참여라는 성격이 데이터와 정보 심의 상호작

용에 의해 비롯되는 사회 , 경제  조류를 지

칭하는 사후  성격이라면, 웹 3.0은 지식과 네

트워크 심의 데이터와 정보를 주문제작하는 

개인화 과정으로 지능화된 웹 환경을 구축하기 

한 기술  측면을 강조하는 사  조류라고 

할 수 있다(김택천 2009a). 

웹 3.0시 의 핵심인 시맨틱웹(Semantic 

Web)은 웹상에서 정보와 서비스의 의미가 정

의되고, 웹 콘텐츠를 사용하기 한 인간과 기계

의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게 하는 웹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3) 기술

인 에서 볼 때 기계가 인식 가능한 상호

운용 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기 한 표

들의 특정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표 은 XML, RDF, OWL, SKOS, SPARQL, 

GRDDL, RIF 등 데이터를 가공하고 표 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에서는 웹 3.0 키워드  시맨틱웹서비스, 

링키드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 , 리얼타임 모

바일 웹 등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맨틱웹서비스

웹 3.0의 키워드인 시맨틱웹서비스(semantic 

web service)는 차세  웹을 한 핵심 요소 기

술로 온톨로지의 의미  상호운용성을 이용해 

웹서비스의 검색과 조합을 자동화하는 것이 목

이다. 시맨틱웹서비스의 주요 기술은 크게 6가

지로 구분된다(문애경, 박유미, 김상기 2010).

 

∙시맨틱 어노테이션 기술: 인터페이스와 입

출력 주로 명세된 기존의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로는 의

미 인 해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

문에 온톨로지를 이용한 서비스의 기능 , 

비기능  정보들을 표  명세에 부가하는 

기술이다. 부가된 정보들은 시맨틱 검색  

조합에 활용되므로 어노테이션 기술은 시

맨틱웹서비스 기술의 가장 기본 인 기술

이라 할 수 있다. 

∙시맨틱 공개(publication)와 서비스 지

스트리: 시맨틱 정보가 부가 으로 기술

된 웹서비스 명세를 지스트리에 등록하

는 기술로, 시맨틱 서비스 검색을 해 선

행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시맨틱 검색: 시맨틱 정보가 부가 으로 

기술된 웹서비스 명세를 상으로 의미

인 서비스 검색을 수행하는 기술로, 키워

드 매칭에서부터 자연어 질의를 만족하는 

 3) <http://en.wikipidea.org/wiki/Semintic_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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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검색까지 다양한 수 의 의미 검

색 기술이 존재한다. 

∙시맨틱 조합: 인터넷 사용자의 요구가 다

원화되면서, 모든 요구를 만족하는 하나의 

웹서비스를 만들기 보다는, 재사용과 효율

성 측면에서 여러 서비스들을 조합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방식이 부

각되고 있다. 시맨틱 서비스 조합은 요구

사항을 의미 으로 분석함으로써 작은 단

의 요구사항으로 나 고 각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서비스 실행

의 순서와 로직을 만들어 주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시맨틱 어노테이션, 시맨틱 검

색, 시맨틱 재 기술을 모두 활용한 기술

로 시맨틱웹서비스 기술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기술이라 할 수 있다. 

∙시맨틱 재: 웹서비스 명세에 기술된 기

본 정보와 부가 정보들은 서로 비슷한 개

념이라 하더라도 분야마다 다른 용어와 

타입을 사용하므로 서비스들이 조합되어 

실행될 경우 용어와 타입의 불일치로 원

활한 서비스 실행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

기 한 기술로서 서비스와 데이터 간의 

재 기술이 필요하다. 

∙온톨로지: 시맨틱웹서비스 검색, 재, 조

합을 해 필요한 시맨틱 정보를 표 하

는 방법으로,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다양

한 계를 기술함으로써 계 속에서 의

미를 찾는 데 유용한 기술이다. 온톨로지 

기술 모델로 W3C에서 표 으로 정의된 

RDF, OWL 등이 있으며, ESSI WSML 

워킹그룹에 의해 제안된 WSML이 있다. 

한편, 오삼균, 원선민(2007)은 시맨틱웹서비

스의 핵심개념을 불변성 식별자를 부과하는 체

제의 개념인 URI, 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

념들과 그 개념 지식을 명세화하기 해 개념

들 간의 속성, 의미 계에 한 정보를 정의하

는 온톨로지, 그리고 사용자가 웹상에서 만나

고, 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신개념으로서 웹 

2.0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링키드 데이터

구 , 야후, 아마존 등의 웹서비스 사업자들

이 웹 API를 통해서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근하는 것을 허용했고, 1,900개4)를 넘는 웹 

AP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PI가 서로 다른 

포맷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웹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웹에서 데이터가 조각나고 링크하

여 사용할 수 없는 실을 극복하기 해 링키

드 데이터(LD, Linked Data), 즉 링키드 오  

데이터(LOD, Linked Open Data)가 2006년 

버 스리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는 웹에 데

이터를 출 하고 연결하는 데이터의 구조이다. 

링키드 데이터의 원칙은 표 화된 기술을 이용

하여 서로 다른 소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링크

하는 방법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는데, 링

키드 데이터의 4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물을 지칭할 때 이름은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사용하라.

② HTTP URI를 사용하라.

 4) <http://programma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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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URI를 검색한다면 RDF나 SPARQ의 표

 포맷을 사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공

하라.

④ 다른 링크를 URI형태로 포함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라. 

<그림 2>는 2010년 9월의 링키드 데이터 사

이트이다. 그림에서 원형의 노드는 링크된 데

이터로 출 된 고유한 데이터 세트를 나타낸다. 

화살표는 데이터세트에서 아이템들 사이의 링

크를 표시한다. 화살표가 두꺼울수록 더 많은 

링크를 나타내고 양방향 화살표는 데이터세트

가 서로에게 향하는 링크가 존재하는 것을 표

시한다. 그리고 각 원의 크기는 데이터의 사이

즈를 나타낸다. 데이터들의 도메인분야는 색상

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미디어분야, 지리분

야, 출 분야, 이용자생성콘텐츠분야, 정부분

야, 도메인혼재분야, 생명공학분야 등이다.

링키드 데이터의 표 인 사용 로 DBpedia

를 들 수 있다. DBpedia는 엄청난 양의 지식의 

원천인 키피디아에서 구조화된 지식을 추출

하여 웹상에서 이용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이다. 

즉 키피디아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구조

화된 데이터로 환하고 이를 표 단어용어집

(온톨로지)에 연결하여 만든 것이 DBpedia이

다. 한 FOAF(The Friend of a Friend)는 

시맨틱웹의 개념을 구 하기 한 첫 번째 로

젝트로 시작되었으며, 사람들에 해서 서술하

고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연결하여 컴퓨터

<그림 2> 2010년 9월의 LOD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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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읽을 수 있는 온톨로지를 정의하고 그것을 

이용해 사람들의 인명사 을 만드는 로젝트이

다. 그 외 BBC LOD서비스, 미국정부의 DATA. 

GOV, SIOC(Semantically Interlinked Online 

Communities) 등이 있다. 

3) 클라우드 컴퓨

하나의 문제를 풀기 해 네트워크상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의 자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그

리드 컴퓨 (grid computing)과 같이, 웹 3.0

은 인간의 자원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이다(강장묵, 문

송철 2007). 즉,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에서 

독립 으로 모든 것으로 수행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컴퓨 은 ‘개인’을 ‘집합’으로 

바꾼 개념이다.  세계에 존재하는 컴퓨터들

을 하나로 묶고, 특정 로그램이 이들 컴퓨터

에 있는 정보를 어모아 사용자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개인별로 별도의 

소 트웨어를 깔지 않아도 되며, 컴퓨터끼리 

결합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단일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복잡한 작업도 해낼 수 있다. 

4) 리얼타임 모바일 웹

모바일 웹은 이동 단말기에서 일반 웹에 속

할 수 있는 라우징 기술이다. 이동 통신, 텔

마틱스, 홈 네트워크 등에 사용되는 각종 단말기

에서 유선 웹 사이트에 속할 수 있는 기술로 

W3C에서 표 화를 진행 이다. Metz(2007)

와 Gary(2006)가 말한 스며드는 웹, 유비쿼터

스 웹의 실 은 모바일 웹의 구 으로 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웹은 웹 3.0의  다른 

키워드인 실시간웹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

으며, 실시간 웹은 웹 페이지가 동 으로 스트

리 하고 사용자들이 그러한 동 인 웹에 속

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기존 모바일 웹과 리얼타임 모바일 웹의 차이

은 동기성과 비동기성으로 기존 모바일 웹에서

는 라우  안의 사용자 클릭에 의해 동기화되어 

페이지를 생성하여 제공했지만, 리얼타임 모바일 

웹은 사용자의 특정 요청에 의해 비동기화 되어 

웹페이지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달한다. 

리얼타임 모바일 웹은 SNS를 비롯해서 모바

일태그(바코드, QR 코드 등), RFID, AR 등과 

목되면서 속도로 발 하고 있다. <그림 3>은

<그림 3> 모바일 웹서비스를 설명하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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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이다. 

한편, Metz(2007)와 Hayes(2006)는 웹 3.0

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에서 이해하고자 했

다. 첫째, 시맨틱웹으로서, 기계가 정보를 읽을 

수 있어 사람이 기계에게 10Km 반경 내에 있

는 치과의사를 찾아내 스 과 맞추도록 지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3D 웹(virtual 

web)으로서, 3D를 이용하여 가상세계에서 거

리를 걷거나, 외국여행 등이 가능하며, ‘Second 

Life’라는 가상 실에서는 실제로 규모 거래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 때는 입후보자가 

유권자와 화도 가능하다. 한 가상 웹의 핵

심은 실시간 업과 커뮤니 이션이다. 셋째, 

미디어 웹으로서, 키워드가 아닌 미디어(그림, 

음악 등)로 검색이 가능하여, 좋아하는 그림을 

검색하면, 비슷한 유형의 그림 검색이 가능하

다. 넷째, 스며드는 웹(pervasive web)으로서, 

모든 곳에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PC, 모바일, 

옷 등 가정과 사무실 어디에나 웹이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웹이다. 

3. 도서관 3.0의 개념과 키워드

3.1 도서관 3.0의 개념 

웹 2.0과 도서  2.0은 웹상에서 역동  콘텐

츠,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태깅, 키, 드캐

스트, 그리고 매쉬업 등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

지만, 정보는 웹상에 분산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지 않다(Chauhan 2009). 따라서 이 게 분

산되어 있고 비조직된 정보를 구조화하기 한 

사서의 존재가 부각되고, 시맨틱 기술과 온톨

로지의 용이 도서  3.0의 핵심이 된다. 

도서  2.0의 개념  서비스에 한 연구는 

국내외 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도서  2.0의 개념은 2000년  반

쯤 Michael Casey가 자신의 블로그인 Library- 

Crunch에서 도서 의 OPAC에 해 웹 2.0의 

응용에 한 연구와 견해를 밝히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Casey(2006), Stephen(2006), 

Brevik(2006), Maness(2006) 등에 의해 도서

 2.0의 개념이 정리되고 발 되었고, Fichter 

(2006)에 의해 “Library 2.0 = (books'n stuff 

+ people + radical trust) × participation”, 

Miller(2006)에 의해 “Web 2.0 + Lib = Lib 

2.0", 그리고 Wallis(2006)에 의해 “Library 

2.0 = Library + Libraian + Web2.0”과 같은 

도서  2.0의 공식으로 표 되기도 했다. 그  

Crawford(2006)는 도서  2.0에 한 개념을 

7가지로 제시하고 62가지의 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도 했다.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도서  2.0은 이용

자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  이용자

의 신뢰와 참여를 강조하며, 웹 2.0의 개념과 웹 

2.0 련 기술을 도서 에 응용하고 목시킨 

도서 이라 정리해 볼 수 있다. 

한편, 도서  2.0에 한 논의와 그 응용사례

는 많은 논문을 통해 소개 되고 있지만, 도서  

3.0에 한 개념은 웹 3.0의 활성화로 조 씩 

몇몇 논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hauhan(2009)은 도서  3.0의 특징을 웹 

3.0 기반으로 제시해 보고자 했으며, 도서  3.0

을 설명하는 요소로 정보이용자와 지식조직자, 

속도, 정확성, 그리고 웹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체계  조직을 제시하고 있다. Stuart 



도서  3.0의 개념과 서비스 모형에 한 연구  293

(2010)는 웹 3.0의 키워드인, 3D 웹, 시맨틱웹, 

실세계 웹 등은 미래의 문헌정보학  도서

에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논하면

서 도서  3.0의 등장을 고하기도 했다. 

도서  3.0에 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가운데, 국내외 몇몇 연구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SSDL(Social Semantic Digital Library)

을 도서  3.0이라고 보는 연구자도 있고, 도서

 2.0이라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오삼균, 원선

민 2007; 이 실 등 2009; Alotaibi 2010; 최

정 2010). 를 들어 오삼균, 원선민(2007)은 

온톨로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이용자 참여, 

업을 극 지원하는 디지털도서 을 SSDL

로 정의하고, SSDL 요구사항으로 의미기반 서

비스 제공, 다양한 근  제공, 집단 지  활동 

지원, 정보자원의 효율  리 등을 들고 있는

데, 이는 도서  3.0의 특징을 어느 정도 내포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 3.0의 개념과 의 연구자

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도서  3.0에 한 개념

정의를 하고자 한다. 즉 도서  3.0은 웹 3.0을 

설명하는 키워드인 시맨틱 검색(semantic re- 

trieval), 실시간 웹(realtime web),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 모바일 웹(mobile 

web), 링키드 데이터(Linked Data) 등이 응

용된 도서 으로서, 도서 의 정보자원이 온톨

로지를 기반으로 시맨틱으로 구조화되고, 세계

의 도서 자원과 연결되며, 이를 기반으로 시

맨틱 검색이 가능하며, 모바일 도서 이 실

된 도서 이다. <표 2>는 도서  2.0과 도서  

3.0에 한 개념정의  연구논문 등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도서  버 들의 비교이다. 

<표 2>  도서  3.0에 한 다양한 논문들

을 분석한 결과 도서  3.0의 세 발  과정을 

그림으로 표 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구분 Library 1.0 Library 2.0 Library 3.0

시기 1990∼2005 2006∼2010 2010∼2020

상호작용 단방향, 일방 양방향, 개인화, 맞춤형

련기술
MARC

HTML

RSS, WIKI, BLOG, Ajax, Flikr, 

Tagging, Podcast, Bookmark, 

Mash-up, Toolbar 등

시맨틱 검색, 온톨로지, Mobile 기술

시맨틱기술, 인공지능, 상황인식, 클라우드 

컴퓨

키워드 발행 참여, 공유, 개방 시맨틱웹, 메타데이터, 온톨로지

정보제공
도서 심생산

축  심
이용자 참여를 통한 재생산 기계가 이용자요구 충족

정보소비 읽기 읽기, 쓰기 읽기, 쓰기, 실행하기

정보이용자 인간 인간 인간, 기계

정보권력
폐쇄 , 집 화

사서 심

화, 집 화

이용자 심

분산화(필요한 정보만 선별)

이용자간 권력의 분산

응단말 PC PC, 모바일 PC, 모바일, iPad, 시계와 같은 악세서리 등 다양

지식구조
MARC

메타데이터

MARCXML, MODS

DOI 식별체계

XML/RDF 기술체계

FRBR

온톨로지

시맨틱구조의 개체

<표 2> 도서  1.0과 도서  2.0과 도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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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서 의 세  발  추이

3.2 도서관 3.0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아직 도서  3.0의 개

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도서  3.0을 설명하

는 요소들을 나열해 보면, 정보이용자와 지식

조직자, 시맨틱 검색, 링키드 데이터, 모바일 기

술, 유비쿼터스, 시맨틱 온톨로지, 시맨틱구조

의 개체 등이라 할 수 있다. Chauhan(2009)은 

도서  3.0의 특징을 웹 3.0을 기반으로 제시해 

보고자 했으며, 그의 주장을 기반으로 도서  

3.0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맨틱웹으로서, 웹의 모든 코 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하는 목

을 이루기 해 시맨틱웹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도서  3.0 OPAC으로서, 콘텐츠 

메타데이터는 이용자친화  단일 인터페이스

를 통해 끊김 없이 근․탐색될 수 있게 된다

는 것이다. 셋째, 온톨로지로서, 온톨로지는 개

념과 개념간의 의미 계를 설정하기 한 기술

이며, 사서들은 웹 콘텐츠를 보다 문 으로 

조직화하기 해 온톨로지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넷째, 유비쿼터스 콘텐츠로

서,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고, 모든 커뮤니 이

션 모드(인터넷, 모바일 등 모든 통신 디바이

스)에서 쉽게 공유, 송, 근되어질 수 있는 

콘텐츠이다. 다섯째, GeoTagging으로서, 지리

태킹은 이용자가 특정 치에 소장된 특정 정

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모바일의 GPS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 이미지, 

비디오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그 태깅

을 통해 심있는 정보에 마크하는 것을 말한

다. 여섯째, 가상참고정보서비스로서, 웹상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된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일곱째, 도서  3.0 사서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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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가상도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최신

의 도구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

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간의 의미 계를 설정

할 수 있어야 한다.

3.3 도서관 3.0 키워드

1) 소셜시맨틱디지털도서

시맨틱웹의 비젼은 실 이 되었고, 이러한 

기술발 은 디지털도서  역에도 향을 미

쳤다고 할 수 있다. 발 된 디지털도서 시스

템, 즉 시맨틱디지털도서 은 디지털도서 , 시

맨틱웹, 소셜네트워킹간의 시 지 효과로 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맨틱디지털도서

(Semantic Digital Library)시스템은 디지털도

서 , 시맨틱웹, 소셜네트워킹, 그리고 HCI에 

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Kruk, Haslhofer, 

and Kneževic 2007; 그림 5 참조). 이들은 

통 인 디지털도서 의 지식조직시스템과 시맨

틱웹, 소셜네트워킹(웹 2.0) 기술을 통합하고,5) 

시맨틱웹 기술은 주석의 표 과 다른 서비스와

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한다. 한 웹 2.0 기술은 

이용자가 주석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지식공유

과정을 지원하며, 시맨틱디지털도서 을 보다 

유용하게 만든다. 

Alotaibi(2010)는 시맨틱디지털도서 의 장

으로서, SDL은 온톨로지기반 탐색  패싯탐

색을 기반으로 정보탐색이 보다 용이해지고, 이

기종 시스템간 상호운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제한 으로 기존의 도서  데

이터는 시맨틱 벨로 변환되어야 하지만, 모든 

디지털도서 이 그 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그림 5> 시맨틱디지털도서 의 발

 5) <http://semdl.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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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보다 발 된 단계인 소셜시맨틱디지털

도서 은 이용자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

회를 주는 것 이상의 의미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이는 <그림 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웹 2.0의 력도구(collaboration tools)

와 시맨틱웹의 조합에 의해 가능하다(Kruk et 

al. 2007). 

한 Kruk 등(2007)은 SSDL의 구조를 <그

림 7>과 같이 3계층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 계

층은 디지털도서 객체 장소로부터 요구되는 

일반 인 일을 처리한다. 즉 자원의 물리 인 

표 , 자원의 구조  출처를 리한다. 간계

층은 서지정보를 시맨틱수 으로 변환하는 역

할을 한다. 상 계층은 이용자 커뮤니티가 자원

에 주석을 달고 자원을 필터링할 수 있게 한다. 

Alotaibi(2010)는 SSDL의 장 으로 이용자

들은 이러한 도서 들의 도움으로 력 로젝

트에 참여하여 이상 인 도서 을 구축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이용자에 의해 불완 한 정보가 생

산되거나 데이터에 한 보안이 취약해지는 단

은 있다고 지 되고 있다(Kruk et al. 2005).

<그림 6> 소셜시맨틱정보의 발 (Kruk 외 2007) 

<그림 7> 메타데이터와 서비스로 구성된 SSDL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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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SDL 키워드 

한편, 최 정(2008)은 도서  3.0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통합, 상호운용성, 참여, 달로 보았

으며(그림 8 참조), 도서  3.0을 SSDL(Social 

Semantic DL)과 동등개념으로 보았다. 그는 

SSDL을 기계에 의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시

맨틱웹 기술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자도

서 에 용되어 ‘진정한 지식 공유  업’이 

가능한 차세  도서  솔루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SSDL을 구성하는 요소를 시맨틱 

기술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로 잡고, 시맨틱 

기술은 기계에 의한 자원처리, 메타데이터, 진

보된 검색기술이고,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는 소

셜데이터의 다양한 반 , 커뮤니티 기능의 흡

수, 도서 간의 지식교환을 들고 있다. 

오삼균, 원선민(2007)은 SSDL은 메타데이

터와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의미기반 정보처리

를 지원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정

보와 지식을 재생산하는 신 인 체제라고 하

다. 그러나 이 실 등(2009)은 Library 2.0을 

SSDL(Social Semantic Digital Library)로 보

고 있기도 하다. 

의 논의들을 분석해 보면, 도서  3.0의 모

습은 웹 3.0의 기능이 용된 도서 이라 할 수 

있으며, 몇몇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SSDL이 

도서  3.0의 모습을 측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SDL이 곧 도서  3.0이

며, SSDL은 미래에 훨씬 발 된 의미와 기능

을 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모바일 도서

스마트폰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모바일 웹

은 도서 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모바

일 도서 은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신호, 

부호, 상, 음성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도서

을 말한다. 모바일 도서 은 언제 어디서나 휴

화나 PDA 등을 통해서 도서  홈페이지

에 속하여 도서 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도서 서비스는 다양한 기술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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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를 

들어 무선인터넷의 확산, RFID  QRCode의 

도입, 스마트폰 기술  어 , 각종 웹 2.0기술

과 모바일의 목 등이다. 구 억(2010)은 스

마트폰의 보 과 무선인터넷이 확 되는 모바

일 환경에서의 바코드를 이용한 도서  업무 자

동화  모바일학생증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

해 RFID를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 증진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Ramsden과 Jordan(2008)과 

Walsh(2009a)는 도서 에서 QRCode를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웹사이트 속, SMS, 화

번호 검색 등을 들고 있다. 즉 간단하게 QRCode

를 인식함으로써 휴 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Kroski 2008; Walsh 

2009b). Mills(2009)의 모바일 근수요조사 결

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도서  OPAC  

치, 도서  연락처  출기록 검색을 해 도

서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 다. 

국내외의 도서 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

하고 있는 사례들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에서 선도 이고 획기 인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첫째, OCLC 

WorldCat으로서 아이폰 사용자가 iTunes 스토

어에서 RedLaser 어 리 이션을 다운받아 설

치한 후 도서의 뒷표지 하단에 인쇄된 ISBN을 

스캔하면, Google  TheFind의 상품검색  

가격비교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한 아이폰 

사용자의 치정보와 GPS를 결합하여 인근 도

서 의 자료를 검색해 다. AADL(Ann Arbor 

District Library)도 OPAC 검색을 RedLaser 

Apps를 이용해 제공하고 있다. 

한 국의 University of Bath Library는 

QRCode를 통해 서명, 자, 배가 치, 청구기

호 등에 한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Uni- 

versity of Huddersfield Library, San Diego 

State University Library 등에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9> WorldCat의 모바일서비스 화면(QRcod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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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EbscoHost 모바일 서비스 화면 

한편, 국내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모바일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Library 

Hub(도서  허 )는 국의 공공도서 을 하

나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AirPAC for 

Smartphones는 포스텍 청암학술정보 의 표 

모바일 페이지로서 소장 자료 검색을 통해 소장 

 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 약, 

출 자료 연장 등 ‘나만의 도서 '의 일부 기능

도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폰 어 인 QRooQRoo는 도서에 인쇄

된 ISBN바코드를 스캔하여 인터넷 서  가격

비교는 물론 해당 도서  소장여부를 검색할 

수 있어 서  등에서 책 구입 여부를 단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한 QRCode 스캔 기능을 통

해서 해당 도서  QRCode를 읽어 도서  정보

가 담긴 사진, Youtube동 상, 지도, 사이트 링

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립 앙도서 의 모

바일 페이지는 지난 5월부터 시범서비스로 실

시하다가 이를 확 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본

격 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재 치에서 반경 

5km-20km 이내의 가까운 도서 을 찾아 볼 수 

있다. 공공도서 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도서

을 비롯한 학 도서 은 서비스 되고 있지 

않지만 국 1200여 개 공공도서 을 상으로 

찾아 다.

모바일 서비스는 학술논문서비스에도 용되

고 있으며, 국내 DBpia 서비스는 물론 science- 

Direct, Sciverse Scopus Alert, Science Mobile, 

EbscoHost(그림 10 참조)에서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책, 자

, 학술DB 등의 매우 다양한 분야에 용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비쿼터스 도서 , 즉 어디에나 존재하는 

도서 은 도서 에서 제공하는 부분의 서비

스가 모바일을 통해서 한계없이 제공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완벽하게 구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서  3.0 키워드  하나는 모바일 

도서 으로서 에서 분석된 모바일 도서 서

비스의 사례는 도서  3.0의 실 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링키드 도서

링키드 도서 은 도서 의 정보자원을 시맨틱 

구조로 구 함으로써, 도서 의 자원이 ‘Linked 

Data’가 되어  세계의 도서 이 연결된 구조

의 도서 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도서 은 링



300  정보 리학회지 제27권 제4호 2010

키드 데이터로 가기 한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거목록, 어휘통

제, 시소러스 등이 그것이며, 이들은 비교  쉽

게 시맨틱웹의 구조로 변환되거나 시맨틱웹에 

연계될 수 있다. 

Malmsten(2009)는 링키드 데이터야말로 궁

극 으로, 진정으로 도서 을 웹에 연결하는 것

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원석(2009)은 LC

의 링키드 데이터서비스의 장 을 LC 측뿐만 

아니라 이용자측면에서 장 이 있다고 논하고 

있다. 즉 이용자가 자유롭게 도서  데이터에 

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데이터를 

LC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LC의 자료는 이용자들의 활동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

조명 (2010)는 링키드 데이터의 핵심개념, 

핵심구성요소, 필요한 네 가지 원칙, 유용성을 

설명한 후, 재 사용되고 있는 링키드 데이터 

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에 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은 

Bermes의 모델을 개선하여 도서  자원을 링

키드 데이터로 발행하여 Open API를 이용해 

다른 도서 의 자원과 연계되는 모델이고, 두 

번째 모델은 링키드 데이터 발행 모델이다. 

도서 분야의 표 인 링키드 데이터 활용

사례로는 미국의회도서 의 LD로, 거데이터

와 표  어휘들을 분리 가능한 URI를 통해 

근하게 함으로써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공

공데이터화하고 있다. LC의 링키드 데이터는 

주제어, 세부분류, 장르  형식 등에 련된 데

이터를 제공하지만, 서지데이터가 없는 거

일  표 어휘이다. 

한 LIBRIS는 스웨덴 국가 종합목록 검색

을 해 LD로 발행된 세계 최 의 국가서지이

다. LC, 키피디아, DBPedia 등의 기존의 LD

와 연계되어 있다. FRBR도 OWL 등으로 표

함으로써 시맨틱 벨을 높이고, 이는 곧 링

키드 데이터로의 연결가능성을 높여 다고 할 

수 있다(Coyle 2008). 

4. 도서관 3.0 서비스 모형 

4.1 도서관 3.0 서비스 사례

본 연구에서는 웹 3.0과 도서  3.0의 개념 

 서비스 내용에 해서 분석해 보았으며, 본 

에서는 도서  3.0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거

나 제공될 서비스를 제시하고 이 과정을 통해 

도서  3.0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도서  3.0 시스템인 소셜시맨틱디지털도서  

시스템의 구  사례로 표 인 것은, JeromeDL, 

BRICKS, SIMILE, EFDORA 등이다. 이 , 

JeromeDL은 도서 의 소셜 네트워크 측면을 

강조하고, SIMILE는 디지털 자산, 스키마, 메

타데이터, 서비스 등의 의미  상호운용성에 

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  1.0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례, 도

서  2.0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례, 그리고 

도서  3.0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례를 간

단히 정리해 보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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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도서  3.0의 용기술과 용사례

4.2 도서관 3.0 서비스 모형

본 연구에서는 도서  3.0의 서비스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를 <그림 12>와 같이 크게 6가지

로 나 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  3.0은 온톨로지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이용자 참여  업을 극 지원하는 소

셜시맨틱디지털도서 (SSDL)이다. SSDL은 

시맨틱웹기술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용된 

지식공유  업이 가능한 도서 이며, 의미기

반서비스, 다양한 근 , 집단지 활동이 지원

되는 이용자 참여형 도서 이다.

둘째, 도서  3.0 스마트폰  RFID, QRCode 

기술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모바일 도서 이

다. 스마트폰의 향상된 기능을 통해 도서 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스마트폰이 개

인 정보비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 된 도서

이다. 모바일 도서 은 언제 어디서나 휴 화

나 PDA 등을 통해서 도서  홈페이지에 속

하여 도서 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이다. 

한 QRCode를 활용하여 쉽게 웹사이트에 속

할 수 있고, OPAC  도서  치, 도서  연락

처  출기록 검색 등이 가능하다. 

셋째, 도서  3.0은 LOD를 기반으로 한  세

계 으로 연결되는 도서 이다. 즉 LOD를 기반

으로  세계 도서 들의 데이터들이 통합된다

는 것이다. 이를 해 개개 도서 의 데이터들

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도서 의 거목록, 시소러스, FRBR 

구조 등은 도서 의 자원이 쉽게 시맨틱 구조화 

되어 DBPedia나 LC, LBIRIS 등의 세계 인 

링키드 데이터로의 연결 가능성을 높여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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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Library 3.0 서비스의 내용

넷째, 시맨틱기반 지식구조  시맨틱기반 

검색이 가능한 도서 이다. 도서 의 정보자원

이 시맨틱 구조의 온톨로지로 구조화되고 리

되며, 추론기반 검색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해 놓은 도서 이다. 한 의미기반 검색(시맨

틱 검색)을 제공하는 도서 으로서, 온톨로지

를 이용한 지식추론검색  의미망 기반 라

우징 탐색  검색이 가능한 도서 이다. 

다섯째, 유비쿼터스  콘텐츠가 유통되는 도

서 이다. 다양한 형태로 생성, 모든 커뮤니

이션 모드에서 공유, 송, 근되어지는 콘텐

츠가 있는 도서 이다. 온톨로지를 이용한 서비

스의 기능 , 비기능  정보들의 표 명세가 부

가되는 시맨틱 어노테이션이 가능한 도서 으

로서, 시맨틱 어노테이션은 시맨틱 검색  조

합에 활용될 수 있다. 

여섯째, 시맨틱을 기반으로 한 도서  블로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도서 이다. RSS, 

Tagging 등 웹 2.0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의미

기반 지능형 블로그, 시맨틱 기반 소셜네트워

크가 구축된 도서 이다. 

5. 결론 및 제언

도서  2.0 시 에 들어서는가 싶더니 이제는 

도서  3.0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도서  3.0을 바라보는 다양한 논의들을 

분석하고 도서  3.0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도서  3.0 서비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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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고자 하 다.

도서  3.0의 개념을 정리하고, 도서  1.0에

서 도서  3.0까지 발 과정을 분석하고자 연구

논문  각종 련 문헌을 분석해 보았을 때, 

웹 1.0의 개념은 도서  1.0, 웹 2.0의 개념은 도

서  2.0의 개념과 략 으로 일치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웹 1.0에서 웹 3.0까지의 

개념  서비스, 그리고 그 발 과정을 살펴보았

으며, 이러한 웹의 발 이 도서 의 발 에 어

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하 다. 

웹 1.0은 단순한 웹사이트의 집합체이고, 웹 

2.0은 웹 애 리 이션을 제공하는 하나의 완

한 랫폼이며, 웹 3.0은 시맨틱 데이터와 추론

을 포함한 시맨틱 웹 인 라 구축으로 고도화

된 시맨틱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 4.0시 에

는 산발 으로 구축된 시맨틱 웹서비스를 구동

시키는 에이 트들 간의 업이 본격 으로 이

루어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즉 웹 2.0에서는 인

간간의 업이었다면, 웹 4.0에서는 그 주체가 

기계가 되는 것이다. 

웹의 이러한 발 에 맞추어 도서 도 세 발

을 하고 있으며, MARC21, 도서 자동화, 

Z39.50, Electronic Library로 표되는 도서  

1.0은 웹 2.0의 역동  콘텐츠, 블로그, 소셜네

트워크, 태깅, 키, 드캐스트, 그리고 매쉬업 

등의 기술이 용된 도서  2.0으로 발 한다. 

도서  3.0은 웹 3.0을 설명하는 키워드인 시

맨틱 검색, 실시간 웹, 클라우드 컴퓨 , 모바일, 

링키드 데이터 등이 응용된 도서 으로서, 도

서 의 정보자원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시맨

틱 구조화 되고, 세계의 도서 자원과 연결되

며, 이를 기반으로 시맨틱 검색이 가능하며, 모

바일 도서 이 실 된 도서 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3.0을 설명하는 키워

드로 크게 3개를 들고 있다. 첫째, 기계에 의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시맨틱 웹 기술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자도서 에 용되어 ‘진

정한 지식 공유  업’이 가능한 차세  도서

 솔루션인 소셜시맨틱디지털도서 이다. 둘

째, 언제 어디서나 휴 화나 PDA 등을 통해

서 도서  홈페이지에 속하여 도서 의 다양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서비스

를 제공하는 모바일 도서 이다. 마지막으로 

도서 의 정보자원을 시맨틱 구조로 구 함으

로서, 도서 의 자원이 Linked Data가 되어  

세계의 도서 이 연결된 구조의 링키드 도서

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  3.0의 개념  

서비스에 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도

서  3.0 서비스의 내용에 한 구체 인 제안

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웹 3.0 

기술이 용된 도서 만의 서비스 내용 발굴  

사례소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본 연구에서

는 도서  3.0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3개 밖에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

인 발  개념을 발굴해 내야 할 것으로 보

이며, 이에 한 보다 심층 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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